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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
번호 정책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 담당자

67건

1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 
운영 2018. 7. ~ 2022. 6. 자치행정과 과장 천지열

담당 설희연

2 성남시 공무직근로자 종합 
인력운영 방안 연구용역 2020. 4. ~ 2021. 10. 인사행정과 과장 최영숙

담당 홍영기

3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020. 4. ~ 2021. 9. 스마트도시과 과장 차광승
담당 윤강현

4 조이누리버스 운영 2019. ~ 지속 장애인복지과 과장 이호일
담당 나구원

5 성남형 어르신일자리 1만개 
마련 2018. 6. ~ 노인복지과

과장 김용미
담당 신용승
담당 박지연

6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2020. 6. ~ 2021. 5. 노인복지과 과장 김용미
담당 안수연

7 성남시 노인 및 치매 
통합지원 사업 2019. 6. ~ 지속 노인복지과 과장 김용미

담당 김기선

8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 2019. ~ 지속 교육청소년과 과장 서재섭
담당 조승미

9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2014. 2. ~ 2022. 2. 교육청소년과 과장 서재섭
담당 강주영

10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007. ~ 지속 교육청소년과 과장 서재섭
담당 이동연

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2018. 7. ~ 지속 교육청소년과 과장 서재섭
담당 방효정

12 4차 산업혁명 「과학·수학 
체험관」 운영 2018. 10. ~ 지속 교육청소년과 과장 서재섭

담당 안미란

13 미세먼지대책(학교 
실내체육관 신축) 2018. ~ 2022. 교육청소년과 과장 서재섭

담당 심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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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미세먼지대책(학교·유치원 
공기청청기 지원) 2018. ~ 2022. 교육청소년과 과장 서재섭

담당 심보영

15 위례 업무2 복합문화시설 
조성 2018. 12. ~ 2027. 문화예술과 과장 엄갑용

담당 조인덕

16 여수동 공공부지 
복합문화시설 조성 2019. ~ 2025. 문화예술과 과장 엄갑용

담당 조인덕

17 태평3동 한전 건물 
복합문화공간 조성 2018. ~ 문화예술과 과장 엄갑용

담당 조인덕

18 시립박물관 건립 2013. ~ 2024. 문화예술과 과장 엄갑용 
담당 조수현

19
구미동 (舊)하수종말처리장 
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

조성
2018. ~ 2026. 관광과

과장 최대범 
담당 구자일
담당 이정화

20 2021 
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2021. 9. 관광과 과장 최대범

담당 변소영

21 시청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
조성 2020. 9. ~ 2021. 9 체육진흥과 과장 임병영 

담당 김윤지

22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017. 11. ~ 2022. 12. 체육진흥과 과장 임병영 
담당 김태동

23 성남축구센터(클럽하우스) 
건립 2016. 12. ~ 2021. 9. 체육진흥과 과장 임병영 

담당 김태동

24 성남시 깃대종 생태숲 조성 2020. ~ 2029. 환경정책과 과장 우한우 
담당 염재원

25 성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 
갱신 용역 2020. ~ 2021. 환경정책과 과장 우한우 

담당 염재원

26
성남대로, 분당수서로 등 
인근 소음 심각지역 대책 

수립
2018. ~ 2022. 환경정책과 과장 우한우 

담당 이화진

27 500톤 소각장 신규건립 2019. ~ 2024. 자원순환과 과장 이성진 
담당 임정엽

28 본시가지 아파트 지역난방 
도입 2014. ~ 지속 기후에너지과 과장 이원용

담당 허윤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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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
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

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
사업

2018. ~ 2022. 기후에너지과 과장 이원용
담당 김미주

3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2018. ~ 지속 기후에너지과 과장 이원용
담당 정수경

31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
100만원 상한제 2019. 7. ~ 지속 공공의료정책과 과장 서남용 

담당 박찬욱

32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
건립공사 2016. 3. ~ 2021. 11. 공공의료정책과 과장 서남용 

담당 조경수

3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
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2020. 3. ~ 2021. 12. 주택과 과장 박경우 

담당 문지혜

34 성남형 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
확대 2018. 7. ~ 2022. 12. 교통기획과 과장 강봉수 

담당 조성호

35 성남도시철도 2호선 추진 2018. ~ 교통기획과 과장 강봉수 
담당 김환수

36 지하철 8호선 모란~판교역 
연장 추진 2018. ~ 교통기획과 과장 강봉수 

담당 김환수

37 출퇴근전용버스 배차 확대 2018. 9. ~ 지속 대중교통과 과장 이규봉 
담당 김현지

38 운중동 934번지 공영주차장 
건립공사 2014. 8. ~ 2022. 6. 주차지원과 과장 김연수

담당 김인숙

39 IOT기반 공유형 주차문제 
해결방안 마련 2019. 2. ~ 지속 주차지원과 과장 김연수

담당 김시용

40
정자동 

72번지(백현어린이공원) 
공영주차장 건립

2016. 1. ~ 2021. 12. 주차지원과 과장 김연수
담당 노지훈

41 태평동 밀리언공원 
지하주차장 건립 2019. 8. ~ 2023. 12. 주차지원과 과장 김연수

담당 김인숙

42
분당동 

101번지(양지어린이공원) 
공영주차장 건립

2019. 8. ~ 2023. 12. 주차지원과 과장 김연수
담당 노지훈

43 백현동 606번지(물방울공원) 
공영주차장 건립 2019. 8. ~ 2024. 12. 주차지원과 과장 김연수

담당 노지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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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2009. 4. ~ 2022. 2. 도로과 과장 조명환
담당 홍철의

45 지방도 
338호선(이배재)확장공사 2006. 4. ~ 2021. 9. 도로과 과장 조명환

담당 홍철의

46 분당~수서간 도시고속도로  
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2013. 9. ~ 2022. 3. 도로과 과장 조명환

담당 주재성

47 갈현 IC 연결로 개설공사 2013. 5. ~ 2022. 10. 도로과 과장 조명환
담당 문성훈

48 소음지도를 토대로 한 
도로소음 저감대책 추진 2019. ~ 2022. 도로과 과장 조명환

담당 강안나

49 IoT 기반 공유전기자전거 
확대 운영 2019. 3. ~ 2021. 12. 도로과 과장 조명환

담당 정성태

50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2020. 11. ~ 2021. 3.
2021. 11. ~ 2022. 3. 도로과 과장 조명환

담당 최정락

51 분당구 보건소 신축(이전) 
사업 2016. 10. ~ 2025. 분당구보건소

보건행정과
과장 한영길
담당 진주형

52 산성공원(유원지) 재정비 사업 2019. 1. ~ 2023. 12. 녹지과 과장 김명수 
담당 박혜영

53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
개량공사 2011. 6. ~ 2023. 7. 물생산과 과장 김용민

담당 이상진

54 성남 환경기초시설 통합 
현대화사업 2021. ~ 2026. 물순환과 과장 정철모

담당 김시왕

55
단독주택 밀집지역 

마을관리사무소(마을주택) 
운영지원

2018. ~ 2028. 지속가능도시과 과장 강해구 
담당 김형수

56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
가이드라인 용역 2020. ~ 2021. 지속가능도시과 과장 강해구 

담당 최현숙

57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2015. ~ 2021. 지속가능도시과 과장 강해구 
담당 신동호

58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 2014. ~ 2021. 지속가능도시과 과장 강해구 
담당 신동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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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 태평4동 맞춤형정비사업 2014. ~ 2021. 지속가능도시과 과장 강해구 
담당 신동호

60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2020. ~ 공사완료 
공고일 도시균형발전과 과장 김성남 

담당 연도혜

61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14. ~ 2024. 도시균형발전과 과장 김성남 
담당 장도경

62 순환재개발 추진을 위한 
이주단지 확보 2018. ~ 도시정비과 과장 박상섭

담당 이성제

63
태평3·상대원3·신흥3 재개발 
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

지정 용역
2021. 6. ~ 2022. 12. 도시정비과 과장 박상섭

담당 김상우

64 수내도서관 건립 2016. 11. ~ 2024. 
12. 도서관지원과 과장 박대철 

담당 김혜정

65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2020. 4. ~ 2025. 3. 도서관지원과 과장 박대철 
담당 김혜정

66 취락지구 도로정비사업 2006. ~ 2022. 수정구 
건설과

과장 최정수
담당 서지현

67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공사 2018. 9. ~ 2021. 10. 분당구 
행정지원과

과장 이용담
담당 이유진


